계명대학교 구성원 참여ㆍ소통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시스템

팟 소개 및 사용방법
IDEAPOT USER MANUAL

“

아이디어팟(IDEAPOT)은 무엇인가요?

”

아이디어팟(IDEAPOT)은 우리 대학교에 적용 가능한 신규 아이디어나 불편한 제도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대학 구성원들이 상시로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 시스템입니다.
아이디어팟(IDEAPOT)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디어(IDEA)와 우리 대학교의 상징물 중 하나인 항아리(POT)의 합성어로
구성원들이 제안한 작은 아이디어가 대학의 교육, 연구, 행정, 산학 등의 항아리(POT)속에서
숙성되어 대학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의미
구성원들의 머릿 속에 아이디어(IDEA)가 팟!(POT) 하고 떠오르고 대학에 적용되어 팟!(POT)
하고 빛을 낸다는 의미

“

아이디어는 누가 제안할 수 있나요?

“

아이디어는 어떻게 제안 하나요?

”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재학생, 교원, 직원)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아이디어팟에 아래 경로로 접근하셔서 아이디어 제목과 내용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는 것이 아이디어 검토와 적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커뮤니티 – 아이디어팟 또는 EDWARD시스템 – 인사 - 아이디어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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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팟(IDEAPOT)

“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범위가 있나요?

”

대학 발전을 위한 신규 아이디어, 기존 제도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등
어떤 아이디어든 관계없이 제안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디어 제안과 무관한 단순 민원과 질문은 지양해주시기 바라며,
비방, 욕설 등의 내용은 삭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주관 부서에서 검토 시 우리 대학교 발전계획의 6개 영역
(교육, 학생, 국제화, 연구, 산학, 경영관리) 으로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

아이디어를 무기명으로 제안할 수는 없나요?

”

아이디어팟(IDEAPOT)은 EDWARD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으므로 로그인을 하여야 하며,
무기명으로 제안할 수는 없습니다.
제안자의 정보는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부서에서 참고 목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채택 여부 안내 및 우수 아이디어 포상 시 활용됩니다.

“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 하면 혜택이 있나요?

”

매 학년도 말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아이디어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소정의 상금 또는 상품으로 포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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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팟(IDEAPOT)

“

아이디어 제안 후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디어팟의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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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팟(IDEAPOT)

“

기존 아이디어 중계 시스템과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아이디어 중계 시스템 고도화’ 를 진행 중이며, 다음과 같이 개선 되었습니다.

구분

개선 내용 (대학혁신지원사업 이전 대비)

명칭 변경

아이디어팟(IDEAPOT)으로 변경

발전계획과 연계한 아이디어 분류

제안된 아이디어를 우리 대학교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6개 분류로 구분
(교육, 학생, 국제화, 연구, 산학, 경영관리)

제안된 아이디어 검토 부서 선정

여러 분야의 내용을 포함한 아이디어는 다수의 부서로 전달하여 검토 가능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활용가능성, 필요성, 창의성으로 3개 항목 각 5점 만점으로 평가

우수 아이디어 포상

소정의 상금 또는 상품 지급

접근 방법

홈페이지 링크 또는 EDWARD시스템을 통하여 접근

채택된 아이디어의 실제 적용 여부 점검

아이디어 채택 후 6개월 경과 후 실제 반영 여부 점검 및 입력

아이디어 실제 적용 우수 부서 선정

채택 아이디어를 실제 행정에 적용한 우수 사례를 파악 및 필요시 포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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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팟(IDEAPOT)

시스템 사용방법

아이디어 제안 방법

화면 위치

사용자: 모든 구성원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커뮤니티 > 아이디어팟 또는
EDWARD> 일반행정> 인사> 아이디어팟> 아이디어제안

4

1

3

1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아이디어 제안 시작

2 [아이디어명] 과 [제안내용] 을 입력
OOO을 효율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OOO 도입

채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OOO

5

OOO 개선 의견

입력

Suggestions for OOO
EDWARD 시스템 내 OOO 방안 제안

※ 필요 시 파일 첨부 가능
※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는 것이 아이디어 검토와
적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추후 수정 가능)

4 작성이 완료된 경우 [신청] 버튼 클릭
OOO
OOOOO

OOO센터 행정팀
김계명

5 아이디어 처리 현황은 [진행상태] 로 확인 가능

2

안녕하세요. OOO센터 행정팀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OOO을 위하여 OOO 중이며, 주신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OOO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OOO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6

입력
신청
접수
채택

제안자가 아이디어를 입력 후 저장함
제안자가 아이디어 제안을 완료(신청)함
아이디어가 시행부서에 접수됨
시행부서에서 검토 후 아이디어를 채택함
시행부서에서 검토 후 적용 불가능, 이미
미채택
시행 중, 기타 등의 사유로 미책택함

6 시행부서에서 검토 완료 후 결과를 확인 가능
※ 시행부서의 검토가 완료되면 제안자에게 아이디어
검토가 완료되었다는 E-mail이 자동 발송 됨

053-580-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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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팟(IDEAPOT)

시스템 사용방법

아이디어 채택 및 평가 방법

사용자: 행정부서

EDWARD> 일반행정> 인사> 아이디어팟> 아이디어평가

6

5

국제화
국제화

OOO을 효율적

학생

코로나19 예방

교육

OOO 개선 의

연구

Suggestions

산학

EDWARD 시스

OOO센터 행정팀
OOO을 효율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OOO 도입
OOO

김계명

010-9999-9999

시행부서에서는 제안된 아이디어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고 아이디어가 접수된 후 7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OOO이 이슈가 됨에 따라 OOO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OOO을 위해서 OOO을
도입할 경우 우리 대학교가...

1

2 [시행부서의견] 란에 아이디어 검토 결과를 작성
※ 작성된 의견은 [결재의뢰] 버튼을 통해 결재가
완료될 경우 제안자에게 공개되며,
제안자가 아이디어 채택 여부, 채택 사유, 향후 계획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바랍니다.

3 아이디어 검토 결과에 따라 [채택여부]를 선택

※ 아이디어 평가는 활용가능성, 필요성, 창의성 3개
항목으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총 5단계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아이디어
는 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 및 상금을 지급함
※ 아이디어 평가 결과는 제안자에게 공개되지 않음

5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추후 수정 가능)

2

6 작성이 완료된 경우 [결재의뢰] 버튼 클릭하여

053-580-0000

결재 진행 (부서장 전결)
보통

4

1 제안된 아이디어 관련 내용을 확인 가능

4 아이디어를 [채택] 한 경우 아이디어 평가 진행

안녕하세요. OOO센터 행정팀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OOO을 위하여 OOO 중이며, 주신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OOO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OOO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

화면 위치

보통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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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결재가 완료되는 경우 제안자에게 아이디어 검토가
완료되었다는 E-mail이 발송되며, [시행부서의견]
란과 [채택여부]가 공개됨

아이디어팟(IDEAPOT)

시스템 사용방법

아이디어 실제 반영 여부 입력 방법

사용자: 행정부서

화면 위치

EDWARD>일반행정>인사>아이디어팟>아이디어반영결과

1 해당 부서에서 채택한 아이디어 확인 가능
6

5

※ 채택된 아이디어에 한하여 6개월을 주기로 실제
행정에 반영한 여부를 점검 및 입력함

학생
학생
교육

1

OOO

코로나19 예방을

OOO센터 행정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OOO

OOO 개선 의견

OOO

2 아이디어별 세부 현황 확인 가능

김계명

010-9999-9999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OOO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OOO제도란 OOO에서 현재 시행 중이며,
도입 시 우리 대학교에....

2

안녕하세요. OOO센터 행정팀입니다.
OOO제도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OOO제도를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교는 현재...

※ 아이디어 반영 결과 입력에 관한 사항은 별도 문서
및 Email 등으로 해당 부서에 안내 예정

3 채택한 아이디어의 실제 [반영 여부] 를 선택
※ 반영, 미반영, 반영예정 중 선택하며, 반영예정인
경우 반영예정일이 지난 후 반영 여부를 재점검

4 실제 반영 여부에 따라 [반영 완료 내용]
및 [반영 예정 내용] 을 작성

3

반영

2020. 9. 1.

1. 진행 경과
가. 2020년 8월: OOO 완료
나. 2020년 9월: OOO 완료
2. OOO 도입 현황
가. OOO 관련 현황: OOO
나. OOO 관련 현황: OOO
3. 향후 계획
가. OOO 활성화를 위한 OOO
나.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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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아이디어의 실제 행정 반영률 제고를
위하여 반영 결과가 우수한 부서를 선정하고
소정의 상품 지급 계획 중 (대학혁신지원사업)

5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추후 수정 가능)
4

6 작성이 완료된 경우 [결재의뢰] 버튼 클릭하여
결재 진행 (부서장 전결)

아이디어팟(IDEAPOT)

“

구성원들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대학의 빛을 밝힙니다.

아이디어팟

IDEAPOT

스피노자

아담 스미스

에디슨

(Baruch De Spinoza,
1632 ~ 1677)

(Adam Smith,
1723 ~ 1790)

(Thomas Edison,
1847 ~ 1931)

한 나라의
진정한 부의 원천은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사실은 그것을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이미 성공적으로
발견한 아이디어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져라.

그러므로 그것은
실행되지 않는 것이다.

그 아이디어를
차용하기만 해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그 나라 국민들의
창의적 상상력에 있다.

”

아인슈타인
(Albert Einstein,
1879 ~ 1955)
새로운 아이디어에
엉뚱한 구석이 없으면
그 아이디어는
별로 희망이 없다.
위대한 정신은 언제나
평범한 정신으로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딪친다.

많은 이용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